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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발명은 다중 안테나 시스템에서 효율적인 섹터 구성을 위한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이러한 본 발명은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섹터(sector) 형성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섹터로 분할하고, 상기 분할한 다수 섹터 각

각에 대하여 다수개의 빔으로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상기 설정된 다수개의 빔을 상기 다수 섹터에 각각 할당하되, 제

1 섹터의 첫 번째 빔에 공간적으로 연속하여 제2 섹터의 첫 번째 빔이 할당되도록 하여 하나의 섹터에 할당되는 다수개의

빔이 공간적으로 불연속적이며, 인접 빔은 서로 다른 섹터의 빔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3

색인어

다중 안테나, 섹터, 빔 포밍(beam forming), SDM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스위칭형 빔포밍 방식을 사용하는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적응형 빔포밍 방식을 사용하는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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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섹터 구조를 도시한 도면,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 수신기의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 수신기의 동작 과정을 도시한 도면,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섹터 설계 방안을 통해 SDMA 방식의 활용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섹터 구성 장치 및 그 방법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동통신 시스템의 성능 및 용량은 셀 간 혹은 셀 내에서 발생되는 동일채널 간섭신호와 경로손실, 다중경로

페이딩, 신호의 지연, 도플러 확산 및 음영현상 등의 무선 전파채널 특성에 의해 근본적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현재의 이동

통신 시스템은 이러한 성능 및 용량 제한 현상에 대한 보상기술로 전력제어, 채널코딩, RAKE 수신, 다이버시티 안테나, 셀

의 섹터화, 주파수 분할 및 대역확산 등의 기술을 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동통신 서비스의 욕구가 점차 다양해지면서 그 수요도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기술만으로는 증대되는 고성

능, 고용량의 필요를 충족시키기는 점차 어려우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도 여러 패킷 및 영상 신호 전송을 위한 고성능

데이터 및 영상 서비스 시스템에 대한 필요도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어서, 앞으로의 이동통신 시스템은 기존

의 셀룰러 및 개인휴대통신과 비교할 때 고품질에 훨씬 높은 용량을 필요로 하는 멀티미디어 통신서비스가 될 것이며, 음

질조차도 유선 통화음질 정도나 그 이상의 고품질 음성 서비스를 요구받게 될 것이다. 이러한 간섭신호 및 채널 특성에 의

한 성능 열화 현상에 대한 해결책으로 상용화 개발가치가 가장 높은 유망 핵심기술로 평가되어지고 있는 것이 스마트 안테

나 기술이다.

상기 스마트 안테나 기술은 기존의 두개 다이버시티 안테나를 사용하여 다중경로 신호를 결합하는 경우와는 달리 배열 안

테나와 첨단 고성능 디지털 신호처리 기술을 이용한다. 즉, 상기 스마트 안테나 기술은 RF(Radio Frequency) 신호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적응적 안테나 빔 패턴 제어에 의해 송/수신 성능 및 용량의 극대화를 가능케 하는 첨단 신호처리 및 안테나

기술이다. 상기 스마트 안테나 기술은 전 방향으로 방상 빔을 형성하는 대신 해당 가입자에게만 지향성의 빔을 방사함으로

써 섹터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 가입자에게 신호간섭 효과를 최소화하여 통신품질과 시스템 채널용량을 그만큼 높일 수 있

는 기술이다.

스마트 안테나는 안테나 배열 크기에 따라 기지국 그리고(또는) 가입자 단말기에 위치할 수 있다. 상기 스마트 안테나가 기

지국에 위치할 경우, 상향 링크에서 적응적으로 원하는 방향으로부터 수신하고, 하향 링크에서는 적응적으로 원하는 방향

으로 송신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원하는 사용자에게 안테나 이득과 다양성 이득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상향 링크에서 다른

방향으로부터 수신되는 간섭 신호나 하향 링크에서 다른 방향으로 송신되는 간섭 신호를 줄일 수 있다.

스마트 안테나의 개략적인 구성과 상기 구성에 따른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Antenna Array : 다수의 안테나로 구성되어 원하는 안테나 빔 패턴을 생성하는데, 안테나 수가 증가할수록 빔 패턴이

좁아져서 성능이 증가하지만 시스템의 복잡도를 고려하여 보통 4개 내지 12개가 사용된다. 안테나 형태로는 Uniform

Linear Array, Uniform Circular Array 등이 있다.

2) RF Transceiver : 배열 안테나 수와 동일하게 사용되며, 각 배열 안테나로부터 입력된 RF 입출력 신호에 대한 Up/

Down converter RF/IF 모듈로 구성되어진다.

3) 빔 형성기 : 원하는 사용자 방향으로의 빔 형성을 위한 방법으로 스위칭형 빔포밍(Switched Beam-forming) 방식과 적

응형 빔포밍(Adaptive Beam-forming) 방식이 있다. 상기 스위칭형 빔포밍 방식은 미리 몇 개의 방향에 대한 가중치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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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정하여 빔을 형성하는 방법이고, 상기 적응형 빔포밍 방식은 원하는 사용자 신호 대 간섭비(Signal to Interference

Ratio, 이하 'SIR'이라 칭하기로 한다)를 최대화하도록 원하는 사용자의 위치에 따라서 가중치 벡터를 계속 갱신하는 방법

이다. 또한, 빔 형성을 위해 가중치(Weight) 벡터를 계산하기 위해 다양한 적응형 알고리즘이 사용된다. 이러한 적응형 알

고리즘으로는 통상적으로 DOA(Direction of Arrival)에 의하여 가중치 벡터를 구하는 방법과 Time Reference에 의하여

가중치 벡터를 구하는 방법이 있으며, 빔 형성을 위한 가중치 벡터의 실시간 계산을 위하여 고도의 DSP(Digital Signal

Processing) 기술이 필요하다.

4) RF Calibration : Multi-channel 수신기의 각 배열 안테나 소자 특성의 미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고주파 캐리어의 진

폭과 위상에는 큰 변화를 주어 근본적으로 빔 형성기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각 안테나 소자의 특성 차

이를 보상하고, 배열 안테나간 RF 채널 송수신기의 진폭과 위상의 차이를 보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안테나 오차 보정은

Off-line Calibration 방법을 사용하고, RF 채널 오차 보정은 On-line Calibration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실제 시스템에

서는 실시간 제어에 의해 이를 보상할 수 있는 On-line Calibration이 요구된다.

한편, 공간 분할 다중 접속(Space Division Multiple Access, 이하 'SDMA'라 칭하기로 한다) 방식은 복수의 지역별 스폿

빔 안테나를 이용하여, 다수의 기지국으로부터의 신호를 위성 내에서 다중화하는 다중 접속의 한 방식을 말한다. 접시 안

테나의 지향 특성을 장점으로 취함으로써 전파 스펙트럼의 사용을 최적화하고 시스템 비용을 최소화하는 위성 통신 방식

이다. 상기 SDMA 방식에서, 위성 접시 안테나들은 지표면 상 다수의 지역으로 신호를 전송한다. 여기서, 상기 안테나들은

지향성이 강하며, 지표면의 여러 지역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중복 주파수를 허용한다.

예를 들어, 한 대의 인공위성에서 20개의 서로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는 무선 수신기로 동시에 신호를 전송해야하는 상황

을 가정하면, 전통적인 시스템에서는 채널 선별을 유지하기 위해 모두 20개의 채널과 20개의 안테나가 필요하지만, 상기

SDMA 방식에서는 수신 지역 수에 비해 훨씬 적은 수의 채널로도 충분하다. 만약 중복 채널 지역이 충분히 선별된다면, 20

개의 신호를 4개 내지 5개 정도의 채널을 이용하여 전송할 수 있다. 위성 안테나에서 나오는 협대역 신호 전파는 동일 주파

수를 사용하는 지역 간에 상호 간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준다.

또한, 상기 SDMA 방식은 각 전송장치를 위한 지역들에 대해 신중한 선택과 정확한 안테나 정렬을 요구한다. 이는 작은 에

러 하나가 여러 채널의 고장이나, 채널들 간의 상호간섭 그리고 커버하는 지역들 간의 혼란 등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

다.

한편,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의 장점은 시스템의 용량 확장이 가능하다는 점

과 시스템이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의 커버리지가 증가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기한 SDMA 방식을 이용하여 동일한 자원

(resource)을 공간적으로 분리시킴으로써 동시에 서로간의 간섭(interference)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 SDMA 방식이 중요한 이유는 하드웨어(hardware)를 증설하지

않고 동일한 하드웨어 자원을 사용하여 보다 많은 사용자들, 즉 가입자 단말기들에게 자원을 할당할 수 있다. 또한 상기와

같이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으로 인하여 시스템 구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기에서와 같은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한 SDMA 방식을 지원하기 위한 종래 기술로서는 상

기한 바와 같은 스위칭형 빔포밍(Switched Beam-forming) 방식과 적응형 빔포밍(Adaptive Beam-forming) 방식으로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하 첨부한 도면 도 1 및 도 2를 참조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도 1은 종래 기술에 따른 스위칭형 빔포밍 방식에 의한 섹터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먼저, 상기 스위칭형 빔포밍 방식은 상기한 바와 같이 미리 몇 개의 방향에 대한 가중치 벡터를 설정하여 빔을 형성하는 방

법으로서, 상기 도 1을 참조하면, 상기 스위칭형 빔포밍은 여러 개의 빔(beam)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사용자, 즉 가입

자 단말기가 이동함에 따라 상기 빔을 스위칭(switching)하는 구조를 가진다.

하지만, 상기와 같은 스위칭형 빔포밍 방식을 사용하는 섹터 구조에서는 먼저 동일 자원에 대한 재사용률이 낮다는 문제점

을 가진다. 즉, 상기 도 1에 나타낸 α1(101), α2(103), α3(105), α4(107)가 한 섹터 내에 존재하는 구조에서는 인접한 빔

에 대해서 동일한 자원을 할당할 수가 없다.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로 동일한 자원을 할당하게 되면 인접한 빔들간 겹

치는 부분에서 서로간의 간섭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상기 스위칭형 빔포밍 방식에 의한 섹터 구조에서는 SDMA 방식

을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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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스위칭형 빔포밍 방식에 의한 섹터 구조에서는 동일한 섹터 내에서 상기와 같이 빔이 겹쳐지는 부분에서는 위

상 불일치(phase mismatch)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입자 단말기 입장에서는 딥-페이딩(deep-fading)에 빠진 것과 같은 성

능 열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기 스위칭형 빔포밍 방식에 의한 섹터 구조는, 동일 자원(resource)의 재사용률이 낮다는

점과 빔 스위칭(Beam switching)시 그 성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도 2는 종래 기술에 따른 적응형 빔포밍 방식에 의한 섹터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먼저, 상기 적응형 빔포밍 방식은 상기한 바와 같이 원하는 사용자, 즉 가입자 단말기의 SIR를 최대화하도록 원하는 사용

자의 위치에 따라서 가중치 벡터를 계속 갱신하는 방법으로서, 상기 도 2를 참조하면, 상기 적응형 빔포밍은 사용자, 즉 가

입자 단말기가 이동함에 따라 실시간으로 상기 가입자 단말기를 향해 빔을 형성하는 구조를 가진다.

상기 도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상기 적응형 빔포밍을 이용하는 섹터 구조는 beam1(201)과 beam2(203)가 겹치지 않는다

면, 상술한 바와 같은 SDMA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각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한 채널 상태를 모니터링하면서 측

정된 가입자 단말기의 채널 상태에 따라 빔 계수를 실시간으로 적응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상기 빔 계수를 생성하

기 위한 연산량이 상기 가입자 단말기 수에 비례하여 증가하게 되고, 결국 상기 연산량에 따라 많은 프로세싱 능력을 요구

하게 된다. 또한, 상기와 같은 연산량에 따른 프로세싱을 위한 구현이 복잡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다중 안테나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상기한 바와 같은 종래 기술에 따른 스위칭형 빔포밍 방식 및 적응형 빔포밍 방

식에 의한 섹터 구조와는 다른 섹터 구조를 통해 다중 안테나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은 상술한 종래 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창안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다중 안테나 이동통

신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섹터 구조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새로운 섹터 구조를 운용함으로써,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환경 하에서의 시스템(기지

국)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섹터 구성 장치 및 방법을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안테나를 구현함에 있어, 섹터의 배치를 기존 방식과 차별화하여 운

영함으로써, SDMA 방식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 용량 및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섹터 설계 방안

을 제공함에 있다.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섹터

(sector) 형성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섹터로 분할하고, 상기 분할한 다수 섹터 각각에 대하여 다수개의 빔으로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상기 설정된 다수개의 빔을 상기 다수 섹터에 각각 할당하되, 제1 섹터의 첫 번째 빔에 공간적으로 연속

하여 제2 섹터의 첫 번째 빔이 할당되도록 하여 하나의 섹터에 할당되는 다수개의 빔이 공간적으로 불연속적이며, 인접 빔

은 서로 다른 섹터의 빔으로 형성되는 것을 그 방법적 구성상의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할당 빔에 대한 정보는 매핑 테이블(mapping table)에 의하여 생성됨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매핑 테이블 생성

후, 각 각도별 빔 계수를 이용하여 빔을 형성하고, 상기 형성된 빔에 대하여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빔에 대응하는

정보를 상기 매핑 테이블을 통해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정보에 대응하여 자원할당 정보를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자원할당 정보를 각 채널 엘리먼트들에게 알려주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자원할당 정보 생성은, 상기 매핑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빔 선택 결과에 대응하는 섹터 및 빔 섹터 정보로 구

분 및 변환하는 과정과, 상기 변환된 해당 빔에 대응하는 자원관리 리스트를 참조하여 가용 자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확인결과 상기 자원관리 리스트에 상기 빔에 대한 가용 자원이 있으면 상기 가용 자원을 채널 엘리먼트로 할

당하는 과정과, 상기 가용 자원 할당 후, 상기 자원관리 리스트의 업데이트(update) 및 상기 자원 할당된 결과를 상위 프로

세서(processor)로 전송하는 과정과, 상기 자원관리 리스트에 상기 해당 빔에 대한 가용 자원이 없으면 상기 해당 빔에 대

하여 자원을 할당하지 않고, 그 결과를 상위 프로세서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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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기 자원 할당은, 인접한 빔에 위치하며 해당 섹터가 다른 서로 다른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해서 동일한 자원 정보를

할당하고,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는 동일한 섹터를 가지는 서로 다른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해서 동일한 자원 정보를 할당

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방법은;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자원 할

당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액세스 채널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대해 형성된 빔에 따른 정보

를 분석하여 파워가 가장 큰 빔을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빔에 대한 섹터 정보와 빔 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정보에

대응하여 해당 빔 내의 가용 자원을 할당하고, 이후 상기 할당한 자원 할당 정보를 채널 엘리먼트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

함을 그 방법적 구성상의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장치는;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

장치에 있어서, 다수의 섹터 각각에 대하여 다수개의 빔으로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다수개의 빔을 상기 다수 섹터에 각각

할당하되, 동일한 섹터를 불연속적인 다수의 빔으로 구성하는 빔 형성 장치와, 상기 빔에 대한 섹터 정보와 상기 빔 정보에

상응하는 매핑 정보의 매핑 테이블이 기록 저장된 기록 매체와, 상기 매핑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동일한 섹터내 다른 빔

에 있는 가입자 단말기에게 동일 섹터의 다른 빔들과 동일한 자원을 제공하는 자원 할당기와, 상기 자원 할당기에 의해 각

채널에 상응하여 할당된 자원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각 채널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채널 엘리먼트를 포함함을 그 장치적

구성상의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매핑 테이블은 각 섹터에 상응하는 빔 할당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자원 할당기는 상기 빔에 대

한 섹터 정보와 빔 정보를 상기 매핑 테이블을 통해 탐색하여 해당 정보에 대응하게 해당 빔 내의 가용 자원을 할당하고,

상기 할당한 자원 할당 정보를 상기 채널 엘리먼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장치는 상기 매핑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빔 선택 결과에 대응하는 섹터 및 빔 섹터 정보로 구분 및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해당 빔에 대응하는 자원관리 리스트를 참조하여 가용 자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가용 자원을 할당하고, 상기

자원관리 리스트의 업데이트(update) 및 상기 자원 할당 결과를 상위 프로세서(processor)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

다.

또한, 상기 장치는 인접한 빔에 위치하며 해당 섹터가 다른 서로 다른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해서 동일한 자원 정보를 할당

하고,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며 동일한 섹터를 가지는 서로 다른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해서 동일한 자원 정보를 할당함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와 같은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장치는;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시스템

용량 증대를 위한 기지국 수신장치에 있어서,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액세스 채널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빔을 형성하는 빔 형성기와,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대해 형성된 빔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가장 큰 빔을 선택하는 빔

선택기와, 상기 선택된 빔에 대한 섹터 정보와 빔 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정보에 대응하여 해당 빔 내의 가용 자원을 할당하

고, 이후 상기 할당한 자원 할당 정보를 채널 엘리먼트로 전송하는 자원 할당기를 포함함을 그 장치적 구성상의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기지국 수신장치는 불연속적 섹터 구조를 위한 빔 매핑 정보에 해당하는 매핑 테이블이 기록 저장된 기록 매체

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며, 상기 매핑 테이블은 각 섹터에 상응하는 빔 할당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자원 할당기는 상기 빔에 대한 섹터 정보와 빔 정보를 매핑 테이블을 통해 탐색하여 해당 정보에 대응하게 해당

빔 내의 가용 자원을 할당하고, 상기 할당한 자원 할당 정보를 상기 채널 엘리먼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상기 장치는 인접한 빔에 위치하며 해당 섹터가 다른 서로 다른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해서 동일한 자원 정보를 할당

하고,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며 동일한 섹터를 가지는 서로 다른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해서 동일한 자원 정보를 할당함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의 바람직한 동작 실시예를 상세히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하기에서 본 발명을 설

명함에 있어서, 관련된 공지 기능 또는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본 발명의 요지를 불필요하게 흐릴 수 있다고 판단되

는 경우에는 그 상세한 설명을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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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안하는 본 발명은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안테나를 구현함에 있어서, 섹터를 배치를 기존의 스위칭형 빔포밍

(Switched Beamforming) 방식과 적응형 빔포밍(Adaptive Beamforming) 방식과 다르게 운용함으로써, SDMA(Space

Division Multiple Access) 방식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지국의 새로운 섹터 구조의 설계 방안에 관한 것으로

서, 이를 통해 시스템의 용량 확장 및 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섹터 구성 장치 및 방법에 관한 것이다.

종래 기술에 따른 다중 안테나 시스템의 멀티 빔(multi beam)은 상기한 바와 같이 하나의 섹터 내에 여러 개가 존재하는

반면, 제안하는 본 발명에서는 동일한 섹터를 불연속적인 공간으로 나누어서 구현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적용 방식은

섹터수와 빔 수가 다른 이동통신 시스템 환경에서도 적용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도 3은 본 발명에 따른 섹터 구조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3을 설명하기에 앞서, 상기 도 3은 본 발명의 일실시예로 3섹터(α섹터, β섹터, γ섹터) 12빔(α-1, α-2, α-3, α-4,

β-1, β-2, β-3, β-4, γ-1, γ-2, γ-3, γ-4)구조를 예로 설명한다.

상기 도 3을 참조하면, 본 발명에 의한 섹터 구조는 동일한 하나의 섹터에 대해서 형성되는 4개의 빔들이 불연속적으로 형

성되도록 섹터가 구성된다. 즉, α섹터에서 형성되는 4개의 빔이 도 3에 도시된 바와 같이 각각 α-1(301), α-2(303), α-3

(305), α-4(307)로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하나의 섹터를 이루게 된다. 마찬가지로 β섹터와 γ섹터도 각각 공간적으로 분리

된 다수의 빔이 형성된다. 또한 인접한 빔 α-1(301), β-1(311), γ-1(321)들을 살펴보면 각각 α섹터, β섹터 및 γ섹터로서

서로 다른 섹터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 빔 스위칭(beam switching)시 발생하는 위상 불일치(phase

mismatch)에 의한 성능 저하를 제거할 수 있으며, SDMA 방식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게 된다.

상기 도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안하는 본 발명에서는 인접한 빔들이 서로 다른 섹터로 구성되기 때문에 섹터에 따른 위

상 잡음(PN, Phase Noise)이 다르다. 따라서, 핸드오프(hand-off)시에는 섹터가 겹치는 부분에 대하여 위상 불일치가 발

생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성능 열화를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제안하는 본 발명에서 인접한 빔들은 상기와 같이 섹터가 다

르기 때문에 동일한 자원을 할당할 수 있게 된다.

상기와 같은 구성을 첨부한 도면 도 4 내지 도 6을 참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도 4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 수신기의 내부 구조를 개략적으로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4를 참조하면, 본 발명의 실시예에 따른 기지국 수신기는 다수개의 안테나들과,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빔을 형성

하는 빔 형성기(401)와, 상기 형성된 빔에 상응하는 정보를 분석하여 가장 큰 빔을 선택하는 다수개의 빔 선택기들(403 내

지 405)과, 상기 선택된 빔에 대한 섹터 정보 및 빔 정보를 탐색하여 가용 자원 할당 및 상기 할당 정보를 채널 엘리먼트로

제공하는 자원 할당기(407)와, 각 채널에 상응하여 할당된 자원 정보를 이용하여 각 채널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제1 내

지 제N 채널 엘리먼트(Channel Element)들(409 내지 411)을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제안하는 본 발명에 따른 섹터의 구조는 불연속적인(Discontinuous) 동일한 섹터내 다른 빔에 있는 사용자, 즉 가입자 단

말기에게 동일한 자원을 공유하도록 할당해주도록 상기 섹터 구조를 설계한다. 다시 말해, 기지국은 3섹터에 대한 파일럿

(pilot)을 12빔으로 전송한다.

상기 가입자 단말기가 기지국으로 액세스(access)를 시도하게 되면, 상기 기지국은 상기 액세스를 시도한 상기 가입자 단

말기의 섹터 정보와 빔 정보를 후술하는 수신기를 통해 찾아내게 된다. 이후, 상기 기지국은 상기 찾아낸 빔 별로 스케줄링

(scheduling)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고, 상기 빔 별로 트래픽(traffic)을 결합(combine)한 후 빔 계수를 곱하여 상기 가입자

단말기로 전송하게 된다.

상기와 같은 구조를 가지는 수신기의 동작을 하기 도 5를 참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도 5는 본 발명에 따른 기지국 수신기의 동작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5를 참조하면, 먼저, 가입자 단말기는 파워 온(power on)(501 단계)되면 기지국으로의 액세스를 위한 액세스 채

널 정보를 전송(503 단계)한다. 이때, 기지국은 빔 형성기를 통해 상기 액세스를 시도하는 상기 가입자 단말기의 섹터 정보

와 빔 정보를 탐색하여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빔을 형성한 후, 상기 빔 형성 정보를 빔 선택기로 전송(505 단계)한다.

그러면, 상기 빔 선택기는 상기 빔 형성기로부터 전송되는 빔 형성 정보를 분석하여 파워가 가장 큰 빔을 선택하고,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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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된 빔 정보를 자원 할당기로 전송(507 단계)한다. 마지막으로 상기 자원 할당기는 상기 전송되어진 선택 빔 정보에 대

응하여 해당 빔 내의 가용 자원 여부를 확인하고, 가용한 자원이 있으면 자원을 할당(509 단계)한다. 이후 상기 자원 할당

기는 상기 할당한 자원 할당 정보를 채널 엘리먼트로 전송한다.

상기와 같은 수신기의 구조 및 동작 과정을 통해 본 발명에서 제안하는 섹터 구조를 형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기지국에서는 시스템 설정에 따라 설정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여, 기지국 동작 이전에 각도별 빔 계수를 시스템 운

용자가 미리 계산하여 빔 형성기에 저장 시킨다. 예컨대, 3섹터 12빔에 상응하는 각도에 대한 빔 계수를 생성한다.

상기 빔 계수 생성 후, 빔과 섹터를 매핑한 매핑 테이블(mapping table)을 생성한다. 이때, 상기 매핑 테이블 생성은, 시스

템 설정 상황, 예컨대 3섹터 12빔에 상응하여 섹터 정보 및 빔 정보가 매핑된 파라미터에 맞게 시스템 운영자에 의하여 생

성된다. 바람직하게 상기 섹터 정보와 상기 빔 정보에 상응하는 상기 매핑 정보의 매핑 테이블을 기록 저장하는 기록 매체,

예컨대 버퍼에 포함하도록 한다.

여기서 상기 매핑 테이블의 실시예를 살펴보면, 하기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섹터의 구조에 대응하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다.

[표 1]

상기한 <표 1>은 3섹터에 섹터당 4개의 빔을 가지는 구조에 대한 실시예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상기 매핑 테이블 생성 후, 각 각도별 빔 계수를 상기 도 4에 나타낸 빔 형성기(401)에 적용하여 동작시킨다. 이

어서, 빔 선택기(403 내지 405)에서는 선택된 빔 번호를 상기한 자원 할당기(407)에게 전송한다. 그러면 상기 자원 할당기

(407)는 상기 나타낸 바와 같은 <표 1>의 매핑 테이블을 참조하여 자원 할당에 대한 일련의 동작을 통해 자원할당 정보를

생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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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다음, 상기 생성된 자원할당 정보를 상기 도 4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각 채널 엘리먼트들(409 내지 411)에게 알려주

게 된다. 그러면, 상기 자원할당 정보를 수신한 상기 채널 엘리먼트들(409 내지 411)은 상기 자원할당 정보에 대응하여 그

동작을 수행하게 된다.

여기서, 상기 채널 엘리먼트들(409 내지 411)은 채널 처리기로서 각 채널에 대하여 해당하는 정보 예컨대, 섹터 정보

(sector information) 또는 왈쉬 정보(walsh information)를 이용하여 채널을 처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안하는 본 발명에 따른 섹터의 구조를 상기 <표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매핑 테이블

을 이용하여 구현된다. 따라서, 상기 매핑 테이블을 다르게 설정하면 다른 섹터 구조로도 동작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

그러면, 이하에서는 상기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본 발명의 자원 할당기에 대한 바람직한 동작 실시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본 발명의 자원 할당기는 각 채널 처리기, 즉 채널 엘리먼트들에 대한 자원관리를 위한 리스트를 관리한다. 이때, 상

기한 빔 선택기로부터 선택된 빔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빔 선택기에서 선택된 빔 선택 결과를 섹터 및 빔 섹터 정보로 구

분하여 변환하게 된다. 이때, 상기 빔 선택 결과에 따른 섹터 및 빔 섹터 정보 변환시 상기 <표 1>에서 나타낸 바와 같은 매

핑 테이블을 사용한다.

다음으로, 상기 구분되어진 해당 빔에 대응하는 자원관리 리스트를 참조하여 가용 자원이 있는지 확인한다. 이때, 상기 자

원관리 리스트에 상기 해당 빔에 대한 가용 자원이 있으면 상기 가용 자원을 채널 처리기에 할당한 후 상기 자원관리 리스

트의 업데이트(update) 및 상기 자원 할당된 결과를 상위 프로세서(processor)에게 알려준다.

만약, 상기 자원관리 리스트에 상기 해당 빔에 대한 가용 자원이 없으면 상기 해당 빔에 대하여 자원을 할당하지 않고, 그

결과를 상기 상위 프로세서에게 알려준다.

한편, 상기 가용 자원을 할당받은 상기 채널 처리기는 상기 할당된 자원할당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도 6은 본 발명에 따른 섹터 설계 방안을 통해 SDMA 방식의 활용 실시예를 도시한 도면이다.

상기 도 6을 참조하면, 첫 번째 가입자 단말기(601)는 α섹터의 첫 번째 빔(α-1)에 위치하고 있으며, 두 번째 가입자 단말기

(603)는 β섹터의 첫 번째 빔(β-1)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 번째 가입자 단말기(605)는 α섹터의 두 번째 빔(α-2)에 위치하

고 있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상기 도 6에 도시한 바와 같이, 먼저 상기 첫 번째 가입자 단말기(601)와 두 번째 가입자 단말기(603)는 인접한 빔 α-1과

β-1에 위치하고 있으나, 각각의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한 해당 섹터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즉, 상기 첫 번째 가입자 단말기

(601)는 α섹터, 상기 두 번째 가입자 단말기(603)는 β섹터에 각각 대응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기지국은 상기 첫 번째 가

입자 단말기(601)와 상기 두 번째 가입자 단말기(603)에게는 동일한 자원 정보, 예컨대 왈쉬(walsh) 정보를 할당할 수 있

다.

또한, 상기 첫 번째 가입자 단말기(601)와 상기 세 번째 가입자 단말기(605)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섹터, 즉 α섹터에 존

재하지만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인해 상기 첫 번째 가입자 단말기(801)에 할당한 자원 정보, 예컨대 왈쉬 정

보를 상기 세 번째 가입자 단말기(605)에게도 동일하게 할당할 수 있다.

상기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서는 하나의 섹터 내에 존재하는 다수개의 가입자 단말기들에게 동일한 자원을 할당할 수 있으

며, 이는 SDMA 방식을 최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안하는 본 발명에서는 동일한 채널을 할당하여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시스템 구현 및 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은 비록 한정된 실시예와 도면에 의해 설명되었으나, 본 발명은 이것에 의해 한정되지 않으며 본 발명

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 의해 본 발명의 기술사상과 아래에 기재될 특허청구범위의 균등범위 내

에서 다양한 수정 및 변형이 가능함은 물론이다.

발명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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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다중 안테나 시스템에서 섹터 구성 장치 및 방법에 따르면, 새로운 섹터 구조의 설계 방

안을 제안함으로써,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섹터 구

조를 운용함으로써,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이동통신 환경 하에서의 시스템(기지국)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다중 안테나를 구현함에 있어, 섹터의 배치를 기존 방식과 차별화하여 운영함으로써, SDMA

방식을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시스템 용량 및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적응형 빔포밍의 장점인 SDMA 방식

의 최대 사용과 스위칭형 빔포밍의 장점인 구현 용이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이점을 가진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섹터(sector) 형성 방법에 있어서,

다수의 섹터로 분할하고, 상기 분할한 다수 섹터 각각에 대하여 다수개의 빔으로 설정하는 과정을 포함하며,

상기 설정된 다수개의 빔을 상기 다수 섹터에 각각 할당하되, 제1 섹터의 첫 번째 빔에 공간적으로 연속하여 제2 섹터의 첫

번째 빔이 할당되도록 하여 하나의 섹터에 할당되는 다수개의 빔이 공간적으로 불연속적이며, 인접 빔은 서로 다른 섹터의

빔으로 형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분할되는 다수의 섹터는 3섹터이며, 상기 3섹터 각각에 대하여 4빔으로 설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할당 빔에 대한 정보는 매핑 테이블(mapping table)에 의하여 생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4.

제1항에 있어서,

빔과 섹터를 매핑한 매핑 테이블(mapping table)을 생성하는 과정과,

상기 매핑 테이블 생성 후, 각 각도별 빔 계수를 이용하여 빔을 형성하고, 상기 형성된 빔에 대하여 선택하는 과정과,

상기 선택된 빔에 대응하는 정보를 상기 매핑 테이블을 통해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정보에 대응하여 자원할당 정보를 생

성하는 과정과,

상기 생성된 자원할당 정보를 각 채널 엘리먼트에게 알려주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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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테이블은, 각 섹터에 상응하는 빔 할당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6.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엘리먼트는 각 채널에 대하여 해당하는 섹터 정보(sector information) 또는 왈쉬 정보(walsh information)를

이용하여 채널을 처리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7.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할당 정보 생성은,

상기 매핑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빔 선택 결과에 대응하는 섹터 및 빔 섹터 정보로 구분 및 변환하는 과정과,

상기 변환된 해당 빔에 대응하는 자원관리 리스트를 참조하여 가용 자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확인결과 상기 자원관리 리스트에 상기 빔에 대한 가용 자원이 있으면 상기 가용 자원을 채널 엘리먼트로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가용 자원 할당 후, 상기 자원관리 리스트의 업데이트(update) 및 상기 자원 할당된 결과를 상위 프로세서

(processor)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8.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관리 리스트에 상기 해당 빔에 대한 가용 자원이 없으면 상기 해당 빔에 대하여 자원을 할당하지 않고, 그 결과를

상위 프로세서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9.

제4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 할당은,

인접한 빔에 위치하며 해당 섹터가 다른 서로 다른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해서 동일한 자원 정보를 할당하고,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는 동일한 섹터를 가지는 서로 다른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해서 동일한 자원 정보를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청구항 10.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자원 할당 방법에 있어서,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액세스 채널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대해 형성된 빔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파워가

가장 큰 빔을 선택하는 과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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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선택된 빔에 대한 섹터 정보와 빔 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정보에 대응하여 해당 빔 내의 가용 자원을 할당하고, 이후

상기 할당한 자원 할당 정보를 채널 엘리먼트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1.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엘리먼트는 각 채널에 대하여 해당하는 섹터 정보(sector information) 또는 왈쉬 정보(walsh information)를

이용하여 채널을 처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2.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빔에 대한 정보는, 각 섹터에 상응하는 빔 할당 정보를 포함하는 매핑 테이블(mapping table)에 의하여 생성됨을 특

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3.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선택된 빔에 대응하는 정보를 매핑 테이블을 통해 검색하고, 상기 검색된 정보에 대응하여 자원할당 정보를 생성하여

상기 각 채널 엘리먼트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4.

제13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할당 정보 생성은,

상기 매핑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빔 선택 결과에 대응하는 섹터 및 빔 섹터 정보로 구분 및 변환하는 과정과,

상기 변환된 해당 빔에 대응하는 자원관리 리스트를 참조하여 가용 자원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과,

상기 확인결과 상기 자원관리 리스트에 상기 빔에 대한 가용 자원이 있으면 상기 가용 자원을 채널 엘리먼트로 할당하는

과정과,

상기 가용 자원 할당 후, 상기 자원관리 리스트의 업데이트(update) 및 상기 자원 할당된 결과를 상위 프로세서

(processor)로 전송하는 과정을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5.

제14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관리 리스트에 상기 해당 빔에 대한 가용 자원이 없으면 상기 해당 빔에 대하여 자원을 할당하지 않고, 그 결과를

상위 프로세서로 전송하는 과정을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방법.

청구항 16.

공개특허 10-2006-0081194

- 11 -



제10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 할당은,

인접한 빔에 위치하며 해당 섹터가 다른 서로 다른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해서 동일한 자원 정보를 할당하고,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는 동일한 섹터를 가지는 서로 다른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해서 동일한 자원 정보를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방법.

청구항 17.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기지국 장치에 있어서,

다수의 섹터 각각에 대하여 다수개의 빔으로 설정하고, 상기 설정된 다수개의 빔을 상기 다수 섹터에 각각 할당하되, 동일

한 섹터를 불연속적인 다수의 빔으로 구성하는 빔 형성 장치와,

상기 빔에 대한 섹터 정보와 상기 빔 정보에 상응하는 매핑 정보의 매핑 테이블이 기록 저장된 기록 매체와,

상기 매핑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동일한 섹터내 다른 빔에 있는 가입자 단말기에게 동일 섹터의 다른 빔들과 동일한 자

원을 제공하는 자원 할당기와,

상기 자원 할당기에 의해 각 채널에 상응하여 할당된 자원 정보를 이용하여 상기 각 채널에 대한 처리를 수행하는 채널 엘

리먼트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8.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매핑 테이블은 각 섹터에 상응하는 빔 할당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19.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 할당기는 상기 빔에 대한 섹터 정보와 빔 정보를 상기 매핑 테이블을 통해 탐색하여 해당 정보에 대응하게 해당

빔 내의 가용 자원을 할당하고, 상기 할당한 자원 할당 정보를 상기 채널 엘리먼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

치.

청구항 20.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 할당기는 각 채널 엘리먼트들에 대한 자원관리를 위한 리스트를 관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1.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엘리먼트는 각 채널에 대하여 해당하는 섹터 정보(sector information) 또는 왈쉬 정보(walsh information)를

이용하여 채널을 처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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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17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매핑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빔 선택 결과에 대응하는 섹터 및 빔 섹터 정보로 구분 및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해당 빔에 대응하는 자원관리 리스트를 참조하여 가용 자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가용 자원을 할당하고, 상기 자원

관리 리스트의 업데이트(update) 및 상기 자원 할당 결과를 상위 프로세서(processor)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장치.

청구항 23.

제22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관리 리스트에 상기 해당 빔에 대한 가용 자원이 없으면 상기 해당 빔에 대하여 자원을 할당하지 않고, 그 결과를

상위 프로세서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4.

제17항에 있어서,

인접한 빔에 위치하며 해당 섹터가 다른 서로 다른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해서 동일한 자원 정보를 할당하고,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며 동일한 섹터를 가지는 서로 다른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해서 동일한 자원 정보를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장치.

청구항 25.

다중 안테나를 사용하는 통신 시스템에서 시스템 용량 증대를 위한 기지국 수신장치에 있어서,

가입자 단말기로부터 액세스 채널 정보를 수신하면,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대한 빔을 형성하는 빔 형성기와,

상기 가입자 단말기에 대해 형성된 빔에 따른 정보를 분석하여 가장 큰 빔을 선택하는 빔선택기와,

상기 선택된 빔에 대한 섹터 정보와 빔 정보를 탐색하여 해당 정보에 대응하여 해당 빔 내의 가용 자원을 할당하고, 이후

상기 할당한 자원 할당 정보를 채널 엘리먼트로 전송하는 자원 할당기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6.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기지국 수신장치는 불연속적 섹터 구조를 위한 빔 매핑 정보에 해당하는 매핑 테이블이 기록 저장된 기록 매체를 더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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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매핑 테이블은 각 섹터에 상응하는 빔 할당 정보를 포함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8.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 할당기는 상기 빔에 대한 섹터 정보와 빔 정보를 매핑 테이블을 통해 탐색하여 해당 정보에 대응하게 해당 빔 내

의 가용 자원을 할당하고, 상기 할당한 자원 할당 정보를 상기 채널 엘리먼트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29.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 할당기는 각 채널 엘리먼트들에 대한 자원관리를 위한 리스트를 관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0.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채널 엘리먼트는 각 채널에 대하여 해당하는 섹터 정보(sector information) 또는 왈쉬 정보(walsh information)를

이용하여 채널을 처리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1.

제25항에 있어서,

상기 장치는 상기 매핑 테이블을 참조하여 상기 빔 선택 결과에 대응하는 섹터 및 빔 섹터 정보로 구분 및 변환하고, 상기

변환된 해당 빔에 대응하는 자원관리 리스트를 참조하여 가용 자원의 존재 여부에 따라 가용 자원을 할당하고, 상기 자원

관리 리스트의 업데이트(update) 및 상기 자원 할당 결과를 상위 프로세서(processor)로 전송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장치.

청구항 32.

제31항에 있어서,

상기 자원관리 리스트에 상기 해당 빔에 대한 가용 자원이 없으면 상기 해당 빔에 대하여 자원을 할당하지 않고, 그 결과를

상위 프로세서로 전송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기 장치.

청구항 33.

제25항에 있어서,

인접한 빔에 위치하며 해당 섹터가 다른 서로 다른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해서 동일한 자원 정보를 할당하고, 공간적으로

서로 분리되며 동일한 섹터를 가지는 서로 다른 가입자 단말기들에 대해서 동일한 자원 정보를 할당함을 특징으로 하는 상

기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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